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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테러에테러에테러에테러에 맞설맞설맞설맞설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해위해위해위해 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노력을노력을노력을노력을 기울이겠다고기울이겠다고기울이겠다고기울이겠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시민들이뉴욕시민들이뉴욕시민들이뉴욕시민들이 의심스러운의심스러운의심스러운의심스러운 활동을활동을활동을활동을 신고할신고할신고할신고할 수수수수 있게있게있게있게 도움을도움을도움을도움을 줄줄줄줄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See Something, 
Send Something” 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앱앱앱앱 배포배포배포배포  

 

46명의명의명의명의 신규신규신규신규 MTA 경찰관경찰관경찰관경찰관, 대테러대테러대테러대테러 비상비상비상비상 순찰순찰순찰순찰 강화강화강화강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테러와 싸울 수 있는 뉴욕주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See Something, Send Something” 

캠페인은 뉴욕시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간단한 모바일 앱을 통해 의심스러운 

행동을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앱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교통당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은 Grand 

Central Terminal, Penn Station과 Metro-North Railroad 전역, Long Island Rail Road 및 

Staten Island Railway 시스템에서 걸쳐 대테러 역량을 높이기 위해 46여 명의 경찰관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이 새로운 노력은 테러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리 테러공격의 여파로 우리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포와 폭력을 확산시키려는 자들을 계속 경계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전 세계 

테러 공격이 뉴욕주 시민들에게 끼친 엄청난 고통과 손실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See Something, Send Something”을 사용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을 사진이나 기록된 

메모로 캡처하고 New York State Intelligence Center로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앱에서 요령을 검토하고 관련이 있다면 적절한 사법집행기관으로 전송됩니다. 이 

캠페인을 홍보하는 공익 광고(여기 및 여기 클릭)는 DMV 사무실과 주 고속도로를 따라 

서비스 구역에서 방영됩니다. 

 

iPhone 및 Android 폰 사용자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앱을 사용함으로써 

누구에게 신고 요령을 보낼 것인지 또는 어떤 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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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사용자는 간단히 기기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의심스러운 행동을 촬영하여 

보내거나 해당 라이브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여 기록된 메모를 전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와 의심스러운 행동을 신고하는 시기에 대한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Colorado, Louisiana, Ohio, Pennsylvania 및 Virginia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앱이 안전에 초점을 두도록 하려면 사용자는 테러 또는 기타 범죄 활동과 관련이 없는 

신념, 사상, 생각, 표현, 모임 또는 언어가 아니라 의심스러운 행동과 상황(예: 공공 

장소에서 배낭이나 서류 가방을 두고 가는 행위)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앱은 911를 

대체하지하지하지하지 않기않기않기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경찰 출동을 필요로 하거나 비상 사태를 신고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위협 또는 비상 사태 발발 시에는 즉시 911에 

연락하십시오. 

 

Joseph A. D'Amico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경찰총장경찰총장경찰총장경찰총장은 “범죄를 해결하는 요령을 공유하는 이 

프로세스는 진화하고 있으며 뉴욕주 경찰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 앱은 간단히 이 

휴대용 기기에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려 조작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존의 전화 범죄 지원 

라인이나 핫라인처럼 작동합니다. 테러와 연관된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뭔가를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정보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 Emergency Services 국장국장국장국장 John P. Melville은 

“모든 뉴욕시민들이 뉴욕주를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러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앱은 개인이 당국에 가능한 위협을 경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46명의 신식 MTA 경찰관들은 이동하는 시민들이 MTA 망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rand Central 및 Penn Station과 기타 역에서 대테러 비상 대기 작전을 

실시합니다. 이 경관들은 MTA의 2016년도 최종 제안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약 300만 

달러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예산은 오는 12월 MTA 이사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모든 MTA 경찰 요원들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최근의 테러 공격에 연루된 자들과 같은 

활동 중인 저격수들에 맞서 대처할 수 있는 기술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중무장한 

긴급 서비스 팀(Emergency Service Unit)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들 요원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 발발 즉시 잠재적인 위협 속으로 뛰어들어 이들 위험요소를 막고 

안정화시킵니다. 

 

또한, 모든 MTA 운영 당국에서 근무하는 일선 직원 중 90% 이상이 활동 중인 

저격수들로부터 고객과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Staten Island Railway, LIRR 및 Metro-North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총격 발발 시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위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숙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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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 회장회장회장회장 Tom Prendergast는 “MTA 경찰서는 우리 지역의 철도 교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700여 명의 담당자로 구성된 강력한 팀이며 수십여 명의 이 신식 

경관들은 가장 잘 보이는 이 역사 안에서 정기적인 대테러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내 경관들은 자신들이 매우 중요한 공공 시설을 보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요 역에서 이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신속하게 위협에 대처하는 보이는 

방패가 될 뿐 아니라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 Emergency Services는 테러를 예방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하는 방법(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해당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이 거주하거나 일하는 지역에 대한 정상적인 경로를 파악합니다. 

• 의심스럽거나 외부에서 온 자, 차량, 소포 또는 물건을 공항이나 쇼핑몰 등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 두고 가는 등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시하십시오. 

• 특히 주요 인프라 근처에서 녹취 또는 주시하거나 특이하게 사진을 촬영하거나 

활동을 감시하는 자는 의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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